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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echnology made in Germany

SIEB & MEYER社는 1962년 설립 이후 전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제어와 드라이브 기술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범위는 기계 조립과
자동화 기술을 위한 제어 장치, 다양한 드라이브 서보(servo) 증폭 장치, 고속 장비를 위한 주파수 컨버터(converter)와
재생 가능 에너지 피드 인(feed-in)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으로 
PCB 드릴링과 외형가공 장비 분야의 제어장치업계에서 세계 선두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원활한 구동에 이르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회사의 품질 철학 입니다. 
최상의 기술팀과 현대적인 제조 공정은 당사가 최대의 혁신과 유연한 고객지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서비스와 고객 지향적 교육 연수는 뤼네부르크의 본사와 자회사들에 의해 보장됩니다.



MC2 – 당신의 장비를 위한 드라이브 시스템
드라이브 시스템 MC2는 모션 컨트롤러 MC2와  드라이브 증폭기 시리즈 SD2S를 포함하며, PC에 기초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모션 작업에 입증된 시스템을 찾는 장비 제조사를 위한 솔루션 입니다.
모션 컨트롤러 MC2와 고객 PC 간의 통신은 DNC-361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Ethernet을 통해 설립 됩니다.
제공되는 문서를 사용하여 고객은 쉽게 이 프로토콜을 자신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시스템 MC2의 다양한 모션 기능들이 그 응용 소프트웨어에 이용 가능 합니다.

MC2는 실시간 작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드라이브 증폭기에 동기식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축의 공간적 움직임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광섬유 연결은 데이터 라인을 고장으로부터 자유
롭도록 합니다.

드라이브 증폭기 SD2S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으며 매우 일정한 속도로 우수한
 포지셔닝 정밀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생산되는 제품의 높은 품질을 보장 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SD2S는 어플리케이션 유닛의 동기화를 위한 트리거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예: 프린트 헤드). 이 기능은 어플리케이션 유닛의 해상도로 모션 축을 스케일링 하는 것 또한 허용 합니다.

MC2는 당신의 장비를 위해 8개까지의 입력 혹은 출력을 제공 합니다. 옵션으로, 외부  I/O 모듈을 통해 입력과 출력은 
최대 96개의 입력과 96개의 출력으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전송 프로토콜 IO-Link 3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I/O 시스템 50.06 으로의 안정적인 테이터 전송을 보장 합니다.r

드라이브 시스템의 시스템 사양:

n DNC361 프로토콜과 Ethernet 인터페이스 (UDP 텔레그램)
n Pointtopoint 제어, 위치 보간 포인트들
n 선형과 원형 보간
n 갠트리, 기어 기능
n 스케일 가능한 트리거 기능 (옵션사항)
n 내부 해상도 최대 20 nm (스탠다드: 100 nm)
n 매우 정밀한 동기화
n 소프트웨어 drivemaster2와 drivemaster3를 통한 파라미터화와 최적화

SD2S 시리즈의 서보 증폭기와 모션 컨트롤러 MC2



드라이브 시스템 MC2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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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예시:

광학 스캐닝
 

다이렉트  
    이미징

    인쇄 X-Ray초음파 스캐닝



MC2/SD2S 기술 사양

 초기 구동과 파라미터화 
소트프웨어: drivemaster2/drivemaster3

OSCAR는 장비 움직임을 최적화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픽으로 표시를 사용하여 각 축에 개별로 속도, 가속, 움직이는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최적화로 장비 제조사 
는 장비를 위한 최고로 가능한 값을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비 생산성의 상당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드라이브 축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 됩니다.

변경 및 오류 가능.

 
 
 
drivemaster2/drivemaster3는 드라이브 축의 쉽고 목적을 위한  
파라미터화와 최적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 입니다. 
 

 모션 컨트롤러 MC2
n nanoETX 보드
n PC에 Ethernet 인터페이스
n SD2S에 광섬유  연결, I/O 시스템 50.06에 IO-링크를 통한 
 디지털 버스 SERVOLINK 
n 8개의 입력과 출력

서보 증폭기 SD2S
n 회전식, 선형식 AC모터를 위한 서보 증폭기
n 인크리멘탈 엔코더, 앱솔루트 혹은 선형 측정 시스템의 평가
  
n MC2와의 연결을 위하여 광섬유를 통한 디지털 버스

단상 전원 공급

230 V 전원 공급 (AC)

1.4 kVA Ir: 10 A IS: 14 A  (28 A)* 250 x 75 x 180 mm
3.8 kVA Ir: 20 A IS: 28 A  (56 A)* 250 x 110 x 180 mm

3상 전원 공급

230 V 전원 공급 (AC)

6.9 kVA Ir: 20 A IS: 28 A  (56 A)* 250 x 110 x 180 mm

Ir = 정격 전류,    I p = 피크 전류. 표기된 전류는 rms 값.
230V에서의 전압 한계: 110 V -10% 에서 230 V +10%
480V에서의 전압 한계: 230 V -10% 에서 480 V +10%
장치 치수는 높이 x폭 x 깊이로 정의 되며 마운팅 치수와 관련 됨.
 

*       더 높은 피크 전류의 버전
**    수냉각

480 V 전원 공급 (AC)

4.3 kVA Ir: 7 A IS: 28 A 250 x 75 x 225 mm
9.7 kVA Ir: 14 A IS: 28 A  (56 A)* 250 x 110 x 180 mm
15 kVA Ir: 23 A IS: 29 A 390 x 180 x 180 mm
20 kVA Ir: 30 A IS: 56 A 390 x 180 x 180 mm
30 kVA Ir: 44 A IS: 70 A 460 x 225 x 200 mm
55 kVA Ir: 80 A IS: 113 A 450 x 275 x 265 mm
55 kVA** Ir: 80 A IS: 113 A 430 x 200 x 265 mm

I/O 시스템 50.06
n +24 VDC 공급
n 최대 96개의 입력과 96개의 출력
n 입력: +24 V (고 활성)
n 출력: +24 V/350 mA
n CRC-제어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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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NC Controllers
n	Drive Electronics
n	Feed-in Technology

SIEB & MEYER ASIA Co., Ltd.
5th Fl., No. 578, Sec.1, Min-Sheng N. Rd.
Kwei-Shan Hsiang, Tao-Yuan Hsien 33393
Taiwan, R.O.C.
Phone +886 - 3 - 3115560
Fax +886 - 3 - 3221224
E-Mail: smasia@ms42.hinet.net
www.sieb-meyer.com

SIEB & MEYER (SHENZHEN) TRADING Co., Ltd.
Rm. 306, 3rd Floor, Building A1
Dongjiaotou Industrial Area, Houhai Ave.
Shekou, Nanshan District
Shenzhen City, 518067, P.R. China
Phone +86 - 755 - 26811417 / +86 - 755 - 26812487
Fax +86 - 755 - 26812967
E-Mail: sm.china.support@gmail.com
www.sieb-meyer.com

SIEB & MEYER AG
Auf dem Schmaarkamp 21
21339 Lüneburg
Germany
Phone +49 - 4131-      203- 0
Fax +49 - 4131- 203- 2000
E-Mail: info@sieb-meyer.de
www.sieb-meyer.com

SIEB & MEYER USA
3975 Port Union Road
Fairfield, OH 45014 – USA
Phone +1- 513 - 563 - 0860
Fax +1- 513 - 563 - 7576
E-Mail: info@sieb-meyerusa.com
www.sieb-meyerusa.com 


